제16회 특허정보박람회(PATINEX) 참가기업 모집 안내
□ 개요

◦ 배경 특허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개
최하여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에 관한 미래 전망을 제시
(

)

*

주요국 유사행사 미국
:

(PIUG),

일본

(PIFC),

중국

(CPAC), EPO(PIC,

EMW)

◦ 목적 특허정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전략 공유와 국내외 특허
정보업체간 네트워킹 확대 및 산업 육성
◦ 주최 주관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 일정 및 장소 미정
(

)

(

/

(
*

)

/

)

*

참가기업 수요 파악 후 확정 예정

□ 추진 경과

년부터 국제특허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상호 파트너십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

◦ ’05

※ PATINEX 2019 행사 개요 (별첨 참조)
◦ (일정) ’19. 9. 5(목) ∼ 9. 6(금), 2일간
◦ (장소)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서울
◦ (주제) 지식재산 정보, 혁신성장의 모멘텀
◦ (구성) 전시, 컨퍼런스 및 부대행사

□ 참가기업 모집 안내

◦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2019. 12.
31(화 ) 17:00까지 작성 제출
◦ 참가신청서 제출
◦ 문의 강주희 대리
·

:

:

patinex@kipi.or.kr

, 02-69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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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PATINEX 2019 프로그램

□ 행사 1일차 : 9. 5(목)
9월 5일(목)
시 간
09:00-10:30(90’)

10:30-10:50(20’)

10:50-11:20(30’)
11:20-11:50(30’)

프로그램

발 표

VIP 리셉션 (6층 미자르룸)

참가자 등록 (7층 로비)
이길섭
정보원 본부장

축사

천세창
특허청 차장

개회식

기조
연설

기업의 가치향상을 위한 제품기반 IP 경영 Darius Sankey
(Product-based Intellectual Property
(President, Ocean Tomo
China)
Management for Enhanced Share-holder Value)
Yu LIU
최신 IP 혁신현황

(Managing director of Asia
Pacific, Clarivate Analytics)

(State of Innovation)

11:50-12:00(10’)
12:00-13:30(90’)

개회사

솔루션업데이트 1 (워트인텔리전스)
발표자 오찬 (6층 미자르룸)

참석자 오찬 (7층 컨퍼런스홀)

런천심포지엄(워트인텔리전스)
워크숍1 (애니파이브, 컨퍼런스홀)

13:30-14:20(50’)

워크숍2
워크숍 3
(도시에 테크디엔에이, 파드) (LexisNexis, 메그레즈-알리오츠)

14:20-15:00(40’)

워크숍 4

(빈닷컴, 메라크)

전시부스 관람 (커피 브레이크)
세션A : 지식재산 경영과 개방형 혁신

15:00-15:10(10’)
15:10-15:40(30’)
15:40-16:10(30’)

솔루션업데이트 2 (애니파이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IP 전략 모범사례 Christoph Waloch
(Head of Strategic IP
(Best practices on IP strategy in open innovation) Management, HENKEL)
유니콘 기업 등의 IP 활용사례
Tae-Woong Koo
주제발표 2 (Case studies in using intellectual property
(Partner, Morgan Lewis)
of unicorn enterprises and beyond)
주제발표 1

16:10-16:50(40’)

패널 토론 1)

16:50-17:30(40’)

커피 브레이크 및 관람

17:30-20:00(150’)

환영 리셉션

1) 좌장(LIU Kung-Chu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이 세션A 연사(2명)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토
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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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2일차 : 9. 6(금)
9월 6일(금)
시 간

프로그램

09:00-10:00(60’)

발 표

등 록 (7층 로비)
세션B : 혁신성장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환

10:00-10:30(30’)

아시아의 IP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
주제발표 3 (IP Paradigm Shift in Asia and how to navigate
through this Shift)

10:30-11:00(30’)

주제발표 4

일본 특허청의 최신 IP 정보 서비스
(Renewed IP Rights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s of Japan Patent Office)

11:00-11:30(30’)

주제발표 5

사회적 가치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한
SK의 IP 정책
(SK’s IP policy on social value and service innovation)

11:30-11:50(20’)

LIU Kung-Chung
(Professor,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Oshima Akisato
(Deputy Director, JPO)

조정년 변리사
(SK Holdings C&C)

솔루션업데이트 3 (LexisNexis) & 4 (워트인텔리전스)
전시부스 관람 및 오찬

11:50-13:30(100’)

런천심포지엄(윕스)
워크숍 5 (워트인텔리전스, 컨퍼런스홀)

13:30-14:20(50’)

워크숍 6
(EPO, 파드)

워크숍 7
워크숍 8
워크숍 9
(USPTO, 메그레즈) (애니파이브, 메라크) (윕스, 알리오츠)

14:20-14:30(10’)
14:30-15:20(50’)

Break
워크숍 10
(JPO, 파드)

15:20-16:20(60’)

워크숍 11
(IPPH, 메그레즈)

워크숍 12
워크숍 13
(KIPI-R&D, 메라크) (영업비밀보호센터, 알리오츠)

전시부스 관람 (커피 브레이크)
세션C : 혁신 융합기술의 지식재산 경쟁력

16:20-16:50(30’)

16:50-17:20(30’)

주제발표 6

주제발표 7

샤오미의 IP 전략과 AIOT
(Open discussion regarding Xiaomi’s IP
Strategy and AIOT)
다양한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IP 촉진
(Furthering IP uptake on blockchain platform in

Xujing Xia
(Legal counsel, Xiaomi)

박성준 센터장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multiple industries)

17:20-17:50(30’)
17:50-18:00(10’)

주제발표 8

도시의 미래를 여는 기술, 디지털 트윈
(Digital to Serve City Renaissance)
폐회식 및 경품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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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광 이사
(다쏘시스템)

